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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적화들

검산기가 보장하는 것

• “내가 짠 분석기를 못 믿겠다” 
• "분석기를 디버깅하고 싶다"  

• 분석기 디버깅에 유용한 검산기를  
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다면 좋겠는데

요약실행의미 명세언어

문법구조 
요약실행의미high-level 
최적화 정보

검산기 생성기 검산기+증명

최적화된 분석기 분석결과+힌트프로그램

성공/실패

사용자

함수호출에서 필요한 메모리만  
(localization)

모든 노드에서 필요한 메모리만 
(sparse analysis)

누가 호출했는지 구분해서 
(selective context-sensitive) 어떤 값을 공유해서

function call entry

exitreturn

function call

entry

exitreturn

function call

return

 1: type id  = string 
 2: type exp = Var of id 
 3:          | App of exp * exp 
 4:          | Abs of id * exp 
!
 5: set Var = id 
 6: set Exp = exp 
 7: lattice Val = power Exp 
 8: lattice State = Var -> Val 
!
 9: widen Val with { Abs(x,Abs _), ... } => top 
10: eqn E(Var(x),s)     = s(x) 
11:   | E(Abs(x,e),s)   = { Abs(x,e) } 
12:   | E(App(e1,e2),s) =  
13:       let val lambs = E(e1,s) 
14:           val v     = E(e2,s) 
15:       in 
16:       +{ E(e,s[x=>v]) | Abs(x,e) from lambs }

• Rabbit 언어 
• 요약실행의미를 high-level에서 기술 
• 최적화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 확장 필요 

• 예

• "분석결과가 요약실행의미high-level의 고정점인가"  
 

• 하지만, 몇몇 최적화가 적용된 분석기의 분석결과는 
위의 식을 만족하지 않음  

• 그래서, "분석결과를 온전히 확장해서  
요약실행의미high-level의 고정점을 만들 수 있는가" 
  V(p, ŝ) = true ) 9ŝ0 : F̂ (ŝ0) v ŝ0 ^ ŝ ✓use

p ŝ0

V(p, ŝ) = true ) F̂ (ŝ) v ŝ

여러분은���������	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 어떤���������	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 최적화를���������	
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  쓰셨나요?

BS01‰�”…‚¶̄ '

…›¿�·º̇ —–‡�‰�”…‚¶̄ '· �́University�Identity�System � �̇–�”»¿�…�• …̨›�·º̇ —��„�̀ �‚ƒ�·º‡»¿��ß�‚• �̨˙¥̂ �̇ ·̌ �́‚����‰ �̂¢�˜¿„ ·́ˇ̃ ���… �̇ �̇

˙�‰����� ·̇ �́·º̇ ¥�ß�»�́ ¡„���·�.�‰ �̂¢�ß���„�̀ �� �̇̄ º� …̌”�»�̈ fi”‚̇ –̌���§̇ ���‡„�� �̈‰�”…‚¶̄ '· �́·º̇ —‡»� �̇–‚…”¿ł¿¡����ˇ̂ …�¤�»�̀ ¶…”̇ �̌��

·º‡»¿��ß�‚• �̨� �̌�� �̈��„�̀ �‚ƒ���·�̇ –̌���§̇ ��� �̋�„ •̇ �̨»�¿º¿¡�����…›�̆ fl”�̇ ��̀ �� ‚̇ƒ�¿�̇ �·�.�‰�”…‚¶̄ '� �̇̂ �…�»�¿º�–�̀ ⁄�”�‰�”…‚¶̄ '� �̇

��̇ �…”�»���•`̇ ¿̌'�̀ ⁄̇ ��� �̋‚• �̨̂ �…��»���̀ ����̇ �̌ �̇»�¿º�”�–�̇ �·�.�‰�”…‚¶̄ '� �̇��»��”�CD-Rom ¿¡�…�• �̌ �̈�¥��̄ ‚‚ƒ�»�¿º̇ �·�.

‰�”…‚¶̄ '

ˆ�…�»�¿º�–�̀ ⁄ 10m m


